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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프로농구(NBA) 올스타전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의 마지막 출전

을기념하는무대였다

15일(한국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

어캐나다 센터에서는 NBA 올스타전 시

작에 앞서 20년간 NBA에서 활약한 브라

이언트의활약상을담은영상이상영됐다

토론토랩터스전에서81점을몰아친장면

올림픽에서 미국에 금메달을 안긴 장면

등이포함됐다

영상이끝난후마이크를잡고브라이언

트를 소개한 것은 NBA의 또 다른 레전

드매직존슨이었다

존슨은 브라이언트는 20시즌간 18번

올스타전에출전하며수많은기록을세웠

다면서 소개했고 다른 선수들이 지켜보

는가운데브라이언트를껴안으며인사를

건넸다

다른 올스타 선수들이 브라이언트에게

감사인사를하는영상이이어진뒤브라이

언트는자신의이름을연호하는관중들을

향해답사를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농구를 하면서

NBA에서제인생의절반이상을뛸수있

었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했

다

올스타전 경기에서 브라이언트는 르브

론 제임스(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직접 점

프볼에나섰다브라이언트는자유투로첫

득점을올렸고그가 1쿼터중반에던진미

들슛은림을빙글빙글돌다가들어가기도

했다 브라이언트는 2쿼터 중반에는 종전

마이클조던이보유했던올스타전최다슛

시도 233번을경신하기도했다

10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한

브라이언트는4쿼터 1쿼터 1분 6초를남기

고경기장을나갔고선수와관중이기립박

수를보내며코비를연호했다

4쿼터중반내년NBA올스타전을홈에

서 치르는 샬럿 호네츠 구단주 자격으로

코트를밟은마이클조던도언론인터뷰에

서 NBA에 공헌을 한만큼 이같은 존경

을받을만하다고평가했다

한편 올스타전 1쿼터가 끝난 뒤에는 올

해 농구 명예의 전당 후보로 선정된 야오

밍 등이 코트에 나와 관중들에게 인사했

다 또 통산 2만5000점 이상을 넣었고

1964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오

스카로버트슨이공로상을받았고이밖에

11번의NBA 우승을차지한빌러셸등도

모습을보였다 연합뉴스

광주FC 볼비어걸 26일까지모집

광주 FC가 2016시즌 볼비어걸을 운

영한다

광주는 비어벨트코리아(대표 손연식)

와운영합의를통해 2016시즌홈경기에

서 볼비어걸을 운영키로 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지원자를모집한다

볼비어걸은 구단홍보모델 활동과 함

께 홈경기 시 관중이 맥주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직접 주문을 받은 뒤

가져다주는활동도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으로 선발된

볼비어걸은 구단 대표홍보모델로 활동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신인 홍보 모델

에준하는활동비와구단특전이주어진

다 또 볼비어걸 선발대회를 통해 가장

많은 활약을 펼친 볼비어걸에게는 소정

의장학금을수여할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볼비어 페이스북(face�

bookcomballmania)과 구단 홈페이

지(httpwwwgwangjufccom)및

페이스 북(facebookcomgjfc2010)에

서하면된다

한편 볼비어걸은 프로축구관람문화

에새로운활기를불어넣기위한프로젝

트로지난시즌광주를포함한 5개구단

올 시즌엔 9개 구단으로 확대돼 운영된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 찬스에서 슈팅

대신어시스트를하자논란이일고있다

메시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20152016 리그 24라운드

홈경기셀타비고전에서 31로 앞선후

반 36분 페널티킥 찬스를 잡았다 전반

전에 프리킥으로 리그 299번째 골을 넣

었던 메시로서는 300번째 골을 달성할

수있는기회였다

키커로나선메시는그러나골대를향

해슈팅하는대신왼발로오른쪽에서달

려오던수아레스에게살짝내줬다 메시

의 슈팅에 대비해 이미 몸을 날린 골키

퍼는 수아레스의 슈팅에속수무책 당하

고 말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득점왕경쟁중인수아레스

는 이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

있었다

페널티킥 규정에 따르면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는 주심의 신호 후 공을 앞으

로 차면 된다 직접 슈팅해야 한다는 규

정은없다 메시가공을살짝굴린뒤뒤

에서 대기하던 수아레스가 달려들어 슈

팅한것은규정위반이아니다

그러나 DPA통신은 메시의 어시스트

는 셀타 비고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셀타

비고선수들이실점후불쾌감을표시했

고일부는메시에게짜증을내기도했다

는것이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그 페널티킥

은존경심이없는것이라면서 셀타비

고 선수들이 짜증난 것도 이해할만하

다고 말했다 또 마르카가실시한온라

인 여론조사에서도 53%의 응답자가 메

시의 페널티킥 어시스트는 상대에 대

한존중이없다고답했다

하지만 셀타 비고의 에두아르도 베리

조 감독은 그 페널티킥 때문이 아니라

6골이나 먹은 게 화난 것이라면서 골

이 들어간 방식은 별문제 없다 그 페널

티킥은 우리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게 아

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NBA 전설코비 은퇴선언

샤크야오밍 명예의전당후보

1위카림압둘자바 3만8387점

2위칼말론 3만6928점

3위코비브라이언트 3만3029점

4위마이클조던 3만2292점

5위윌트챔벌레인 3만1419점

자료NBA

NBA 역대 득점 순위

2016년 1월기준

15일(한국시각) 캐나다 토론토 소재 에어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2016 미프로농구(NBA) 올스타전에 서부 콘퍼런스의코비브라이

언트(로스앤젤레스레이커스)가관중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

굿바이코비

미스터 81 코비의마지막올스타전

메시의 PK어시스트 매너 논란

규정위반은아냐

NBA 올스타전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오

른쪽)가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를 제치고

슛을시도하고있다 연합뉴스


